
 

새 평가시험이 MCPS에서 시작됩니다.  

올해가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에서 Maryland School Assessment 

(MSA) 시험을 보는 마지막 해입니다. 2014-2015 년도부터 모든 Maryland 

3학년부터 8학년 학생은 Partnership for Assessment of Readiness for College 

and Careers (PARCC)를 통해 읽기/영어 언어영역(ELA)과 수학을 평가하게 

됩니다. PARCC 평가시험은 Common Core State Standards (CCSS)에 따라 

CCSS 에서의 중요한 학생의 대학과 커리어에서의 성공에 필요한 논리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합니다. 평가시험 적용기간 동안, 3 월 3 일-

12일에 시험을 보는 학생은 대부분 MSA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학교의 

일부 학생은 올해 PARCC 필드시험을 봅니다. 일부 학생이 보게 될  

필드시험은 정식 시험이 아니며 또한,  학생이 푼 답은 시험 문제의 질을 

높이는 데에 사용되고 채점되거나 성적으로 보고되지 않습니다. PARCC 

필드시험을 보게 될 경우는 학부모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자세한 안내 

 

교육위원회가 내년도 학교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Montgomery County 교육 위원회는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2015 

회계연도 예산안 23억 2천만 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현 예산의 

4퍼센트 인상한 것으로 주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예산 인상보다 2.3퍼센트 

낮은 인상입니다. 

예산안은 세 가지 주요 부분- 교육구의 계속되는 학생 수 증가 관리, 성취도의 

차이 줄이기, 미래에의 투자를 기초로 합니다. 교육위원회 예산 요청은 2014 

회계연도보다 5,270만 불 많은 액수로 증가액의 대부분은 학생수 증가에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과 보정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예산은 또한 

학생을 위한 도움향상, 테크놀로지 증가, 지역사회 파트너십 강화, 교사 

지도력 양성 등의 전략 강화에 대한 예산 1,240만 불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County Executive와 County Council에 예산안을 전달할 예정 

입니다.  Montgomery County 군수 Leggett 씨는 2015 년 행정예산안을 3 월 

중순에 발표하게 됩니다. 카운티 의회는 5월에 MCPS 최종 예산을 승인하기 

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산에 관해 갱신된 안내 및 정보는 MCPS 예산 웹사이트를 봅시다. 

예산에 관한 보도자료 

 

우수한 지도자를 위한 상에 후보자를 추천합시다. 
 
우수한 교사, 학교장, 학부모와 프로그램에게 제공되는 상이 준비되어 있습 
니다. 
 
상 종류는- 
MCPS 올해의 카운슬러 
여러분 자녀 카운슬러의 수고에 “올해의 학교 카운슬러(School Counselor of 
the Year)”에 추천하는 것으로 보답합시다.  우수 카운슬러 상은 초등, 중등, 
고등학교 카운슬러 중 한 명에게 제공됩니다. 지원 마감일은 3 월 14 일 
(금)입니다. 후보자 추천은 학교 행정부, 교직원, 학부모, 학생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 규정과 추천서는 School Counseling Services 웹사이트를 
봅시다. 
 
특수 교육 공로상 
특수교육 학생들의 성공적인 적응에 공헌한 개인과 프로그램을 추천합시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 모두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상은 Special Education Committee of the Montgomery County Council of PTAs 
(MCCPTA)에서 제공합니다. 시상식은 5 월 12 일(월) 오후 7 시에 Rockville 
High School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후보자/프로그램은 교직원, 프로그램, 학부모, 학생의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집니다. 지원서는 3 월 9 일(일)까지 MCCPTA Special Education 위원회 
의장에게 이메일로 우송해야 합니다. 
 
상과 후보 지원서 등은 이곳을 클릭합시다. 
 
 
대학준비 박람회가 5월 10일에 있습니다. 
 
대학을 위한 준비를 도와주며 장학금의 기회를 제공하는 무료 대학박람회가 

5 월 10 일(토) 오후 1 시-4 시에 Universities at Shady Grove (주소: 9630 

Gudelsky Dr., Rockville)에서 개최됩니다. 이 박람회는 6학년-10학년 학생과 

학부모님을 위한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다양한 대학 담당자를 만날 기회를 

제공하며 재정보조와 장학금에 관한 안내와 정보를 세션으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USG 캠퍼스 투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는 분은 MCPS 학부모 아카데미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합시다. 

자세한 안내는 Office of Community Partnerships: 301-279-3100로 연락합시다. 

 

어너 행정 리더십 프로그램에서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12 학년이 되고 평균이 3.2 이상인 학생은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고 직장 
경험을 준비하는 어너 리더십 및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인 어너 행정 리더십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은  3월 1일(토)입니다.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은 인턴십과 세미나, 
지역사회 봉사 활동과 지역 지도자와의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또한 
2학점의 어너 크레딧(어너로의 학점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안내 및 지원은  웹사이트를 봅시다. 



 

2014 청소년 지역사회 지도자상에 지원합시다. 
 
Youth Community Leadership Awards(청소년 지역사회 지도자상)는 고등 
학생의 뛰어난 지역사회 봉사의 노력과 지도력을 찾고 포상하며 또한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상입니다. 1,000 불의 장학금이 11 학년 마지막 학기 
말까지 260 시간 이상 봉사한 5 명의 MCPS 12 학년 학생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원 마감일은 3월 14일(금)입니다. 
 
지금 지원합시다 
 
 
카운티 레크리에이션부에서 “Virtual Outreach Blitz” 를 2 월 22 일에 
개최합니다. 
 
Montgomery County Recreation Department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십니까?  또는 등록에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2월 22일(토) 
오전 9 시부터 12 시에 있을 “virtual outreach blitz”에서 질문할 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부 직원이 이 시간에 사용자 서비스 
메일박스를 확인하고 Twitter와 Facebook 메시지에 답변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화(240-777-6800)와 방문(4010 Randolph Road in Silver Spring)으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Department of Recreation은 다음 방법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Recreation.CustomerService@montgomerycountymd.gov  
 Twitter: Twitter에서 팔로우 
 Facebook: Facebook 친구맺기 
 전화: 240-777-6800 


